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공지 사항. 5. 
Sacred Heart of Jesus Korean Catholic Parish (March 11, 2020) 

 
* 해당 자료의 상세한 정보는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. 
• CDC: Warning level 3. CDC recommends that travelers avoid all nonessential travel to South Korea. 
• US. State Department: South Korea: Level 3: Reconsider Travel 
• Connecticut Gov: 확진 2 명 (1 Fairfield, 1 Litchfield county). 
• Map of Coronavirus COVID-19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 
• CNN Update on Coronavirus 

 
 

SHJKCP 예수 성심 한인 천주교회 지침 및 권고 
 

1. 지침 및 권고 사항: 현재 커네티컷 주정부나 하트포드 대교구에서 기존에 알려드린 주의 사항 (위 자료 및 본당 

홈페이지와 주보에 공고 참조)과 다음의 권고 사항을 추가 하겠습니다. 

• 성당 출입 시에 출입구에 비치된 손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깨끗이 닦기 바랍니다.  

• 평화의 인사 시에 서로 접촉 하지 않아도 됩니다.  

• 성체 받아 모실 때에 신부님에게 “아멘” 이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.  

• 한국을 비롯한 여행 금지구역을 다녀온 분, 그런 분과 접촉한 교우 분은,  14 일간 자가 격리 하셔야 합니다.  

*자가 격리 가이드라인 및 바이러스 관련 이전의 공고는 본당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.  

• 열, 기침, 호흡곤란등의 감염의 증상 (아래 참조)이 보이거나 감염된 경우에는 미사에 참석 하지 마십시오.  
  

2.  본당의 미사 및 소공동체 모임과 기타 활동에 관한 방침:  

1. 미사: 3/15 일 미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될 예정임. (Fr. Melo 집전)  

2. 미사: 3/22 일과  3/29 일 미사는 신부님과 교구와 상의해서 추후 결정하겠습니다. 

• 본당 신부님은 현재 3/19 일 귀국 예정임. 자가 격리 후 4/3 일 이후에 복귀 가능하심. 

3. 미사 후 친교 모임: 3/15 부터 당분간 취소. 

4. 전교 회관 이용: 4/9 일 이후 가능. 

5. 반 모임: 각반 반원들의 결정에 맡김. 

6. 주일학교: 추후 공지할 예정. 

7. 성심회: 회의 및 기타 행사 자제/취소 바람. 

8. 건강 강좌: 남은 강좌들은 5 월 이후로 연기 예정.  

9. 본당 운영에 대한 건의: 본당 홈페이지나 shjkcp.ct@gmail.com 으로 이메일 주세요. 

*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, 공지사항으로 즉시  알려 드리겠습니다. 
 

3. 추가 사항: 코로나 19 의 증상 및 예방 조치를 포함해서 COVID-19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

https://portal.ct.gov/coronavirus  또는  https://www.cdc.gov/coronavirus/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
 
• COVID-19 증상: 발열(화씨 100.4 도/ 섭씨 38 도 이상), 기침, 호흡 곤란 
• COVID-19 잠복기: 2 일-14 일 (예외는 있음). 
• 미국 입국 후 14 일간의 자가 격리: 본인이나 가족이 최근 중국, 한국, 일본, 이탈리아 등지를 방문한 적이 있으면, 

미국 입국 후 14 일간 자가 격리를 하면서, 위의 증상을 자가 관찰하고, 의심 증상이 없을 때 미사 및 기타 모임에 

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
 

4. 증상이 있을 경우: * 해당 자료의 상세한 정보는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. 

• 응급상황시는 911 로 전화 하세요 
• CDC 행동 수칙: 본인 주치의나 응급 병원에 미리 전화로 예약하고 가십시오. 
• CT State Health Department: 860-509-8000 으로 전화하십시오. 
• Corona virus 검사 비용: 개인 의료 보험 및 메디케어, 메디케이드 등으로 cover 됨 (무료). 


